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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前須知事項
各部名稱
初步設定
將耳機組搭配PS5™主機或PS4™主機無線使用
聲音選擇
將耳機組與PlayStation®VR搭配使用
將耳機組搭配USB裝置無線使用
將耳機組與其他裝置搭配使用
為耳機組充電
狀態指示燈顯示
重設耳機組
使用壽命終止產品之回收
規格

For more instructions about the use of this product,
visit playstation.com/help.
如欲瞭解使用本產品之更多說明，
請參閱 playstation.com/help。
이 제품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playstation.com/help를 참조해 주십시오.

EN

Precautions
Before using this product, carefully read this manual and any manuals for compatible
hardware. Keep instructions for future reference.

Safety/Use and Handling
ˎ

Observe all warnings, precautions and instructions.

ˎ

CHOKING HAZARD - Small parts. Keep out of the reach of small children.

ˎ

This product has magnets which may interfere with pacemakers, defibrillators and
programmable shunt valves or other medical devices. Do not place this product close to
such medical devices or persons who use such medical devices. Consult your doctor before
using this product if you use such medical devices.

ˎ

Stop using the wireless headset immediately if you begin to feel tired or if you experience
discomfort or pain in your head while operating the wireless headset. If the condition persists,
consult a doctor.

ˎ

Do not use the headset while cycling, driving or engaged in any other activity where your
full attention is required. Doing so may result in an accident.

ˎ

Avoid prolonged use of the wireless headset. Take a break at about 30-minute intervals.

ˎ

Permanent hearing loss may occur if the headset is used at high volume. Set the volume
to a safe level. Over time, increasingly loud audio may start to sound normal but can
actually be damaging your hearing. If you experience ringing in your ears or muffled
speech, stop listening, and have your hearing checked. The louder the volume, the sooner
your hearing could be affected. To protect your hearing:
ˋ

Limit the amount of time you use the headset at high volume.

ˋ

Avoid raising the volume to block out noisy surroundings.

ˋ

Lower the volume if you can’t hear people speaking near you.

ˎ

If you feel that the headset is irritating your skin, stop using it immediately.

ˎ

The battery used in this device may present a risk of fire or chemical burn if mistreated.
Do not disassemble, heat above 60 °C, or incinerate.

ˎ

Do not handle damaged or leaking lithium-ion batteries.

ˎ

Observe all signs and instructions that require an electrical device or radio product to be
switched off in designated areas, such as gas/refueling stations, hospitals, blasting areas,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or aircraft.

ˎ

Do not insert anything into the headset because this may cause damage to the internal
components or cause injury to you.

ˎ

When using headsets or headphones in particularly dry air conditions, you may sometimes
experience a small and quick (static) shock on your ears. This is a result of static electricity
accumulated in the body, and is not a malfunction of your headset or headphones.

ˎ

Avoid leaving the headset near speakers while the microphones are on, as this may produce
feedback (audio noise).

ˎ

Do not expose the headset to high temperatures during operation, transportation, or storage.
Do not leave it in direct sunlight for extended periods (such as in a car during summer).

ˎ

Do not put heavy objects on the headset.

ˎ

Do not allow liquid or small particles to get into the headset.

ˎ

Do not throw or drop the headset, or subject it to strong physical shock.

ˎ

Do not place any rubber or vinyl materials on the headset exterior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ˎ

Do not store the headset by hanging it from the headband strap. After a period of time, the
strap can stretch and loosen the fit of the headset.

ˎ

Use a soft, dry cloth to clean the headset. Do not use solvents or other chemicals.
Do not wipe with a chemically treated cleaning cloth.

ˎ

Keep the product out of the reach of small children. Small children may swallow small parts,
may pull on cables and cause the headset to fall, or may wrap the cables around themselves,
which may inflict injury or cause an accident or a malfunction.

Part names and functions
Front

Headband
Headband strap

Microphones (hidden)
Status indicator

Rear

CHAT/GAME buttons
MONITOR switch
VOLUME +/- buttons
(Mute) button

Bottom

USB Type-C® port
3.5 mm audio input jack
(power) switch
Wireless adaptor (CFI-ZWD1)
Connects the headset wirelessly to your console.

Reset button
Status indicator

Initial setup
1

Connect the included USB cable to charge the headset.

ˎ

When charging while the headset is not connected to the wireless adaptor, the status indicator
on the headset pulses orange. When fully charged, the status indicator turns off.

ˎ

When charging while the headset is connected to the wireless adaptor, the status indicator
on the headset is white. When fully charged, the status indicator blinks orange once and then
turns solid white to show it’s still connected.

2 Connect the wireless adaptor to a USB port on your PlayStation®5 or
PlayStation®4 console.

The status indicator on the adaptor blinks white while searching for the headset.

3 Slide the

(power) switch on. When your headset powers on, it looks for the
wireless adaptor. The headset status indicator blinks blue while searching and turns solid
white when the connection is complete.
You can also check by sound. When your headset powers on, it will beep and search for
the adaptor. When the connection is complete, another beep sounds.

If a connection can’t be made, the headset turns off. Slide the
switch off,
and then on. If a connection still can’t be made, try resetting the headset
(see “Resetting the headset”).

Using your headset wirelessly with a PS5™ console or
PS4™ console
ˎ

Be sure to always update your system software to the latest version.

ˎ

You can use up to 2 wireless headsets at the same time on your PS5™ console or PS4™
console.

ˎ

If you move out of range for more than 30 seconds, you’ll hear a low beep to indicate the
connection is lost. When you move back into range, you’ll hear a high beep to indicate the
connection is restored.

ˎ

This headset supports 3D audio on PS5™ consoles if the game supports 3D audio.

ˎ

The Headset Companion app for PlayStation®4 consoles does not support this headset.

On screen status
When first connecting to your console or when changing the settings, status icons appear
on the screen.
Volume level
Volume muted
Mic on

Mic muted
Battery full
Battery medium
Battery low
Battery empty
Icons may vary depending on compatible PlayStation® console used.

Audio selection
Mic mute (

button)

To mute the headset microphones, press the mute button on the headset.
To unmute, press the button again. Mute is active when the button shows orange.

Mic monitoring (MONITOR switch)
Mic monitoring is a feature that allows you to hear your own voice, so you can hear how you
sound to your friends. Slide the switch to enable mic monitoring.
You’ll hear a beep:
ˎ

On: high beep

Off: low beep
When mute is on, mic monitoring is turned off.

ˎ

Chat and game volume balance (CHAT/GAME buttons)
You can listen to both game audio and chat audio simultaneously. Use the CHAT/GAME
buttons to adjust the relative volume of chat audio versus game audio. Press the CHAT and
GAME buttons at the same time to reset the relative volume.
Some games may have a chat feature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 CHAT/GAME function.
To change the audio output on your PS5™ console, select
> Sound > Audio Output > Output to Headphones.
Settings
ˎ To change the audio output on your PS4™ console, select
> Devices > Audio Devices > Output to Headphones.
Settings
ˎ

Using your headset with PlayStation®VR
You can use the included audio cable to connect your headset to the stereo headphone jack
of the VR headset. This provides all audio processed by PS VR, including 3D audio, if
supported by the game.

Using your headset wirelessly with a USB device
You can use the headset with compatible PCs (Windows or macOS) or other device that has
USB audio output.
Insert the wireless adaptor into a USB Type-A port on your compatible device, and then turn
on the headset.
The CHAT/GAME feature can be used only when the headset is connected to a PS5™
console or PS4™ console.
If you move out of range for more than 30 seconds, you’ll hear a low beep to indicate the
connection is lost. When you move back into range, you’ll hear a high beep to indicate the
connection is restored.

Using your headset with other devices
You can use the included audio cable (4-conductor) to connect your headset to the 3.5 mm
audio jack of compatible devices.
The headset functions as a passive headset when you use an audio cable. Turn off the
headset when you use an audio cable.
Wireless connection and the following functionality is disabled when you use an audio cable.
ˎ

Chat and game volume balance

ˎ

Mic mute

ˎ

Mic monitoring

Volume levels
You must use the included audio cable in order to use the headset mics on a compatible
device. If your device isn’t compatible with the included 4-conductor cable, you can’t use
your headset’s mics with that device.

ˎ

4-conductor audio cable (included)

Stereo-only audio cable (not included)

ˎ

On mobile devices, 3D audio is not supported.

ˎ

Output volume varies depending on the mobile device that is connected. Adjust volume
accordingly.

Charging the headset
When the battery is empty, fully charging the headset on a PS5™ console or PS4™console
takes approximately 3.5 hours.
To determine the charge level of your headset, turn the power on and then press the CHAT
and VOL– buttons at the same time. The status indicator blinks and you hear beeps.

Battery level

Status indicator

Audio indicator

Purple, 3 blinks

3 beeps

Purple, 2 blinks

2 beeps

Purple, 1 blink

1 beep

Orange, fast blinks

1 high beep, 1 low beep

When the battery level is low, the status indicator blinks orange and the headset beeps.
Charge the battery by connecting the headset to a supported USB device such as your PS5™
console or a PC using the included USB cable.

Charging while headset is not
Charging while headset is
connected to the wireless adaptor connected to the wireless adaptor
Status indicator on the headset
pulses orange.

Status indicator on the headset is
white.

When fully charged, the status
indicator on the headset turns off.

When fully charged, the status
indicator on the headset blinks
orange once, and then turns solid
white to show it’s still connected.

ˎ

If the headset status indicator blinks orange and the battery is not nearly empty, this might
indicate an error state. You may need to reset your headset (see “Resetting the headset”).

ˎ

If you move out of range and the headset disconnects from the wireless adaptor, the headset
will turn off after five minutes to preserve the battery. To wake up your headset, slide the
switch off, and then on.

ˎ

You can view the battery level on your console. Battery level is shown from the accessories
section of the control center on your PS5™ console.

ˎ

If a USB port does not provide enough power for charging, connect the headset to a different
USB port.

ˎ

It is recommended that you charge the battery in an environment with a temperature of 5 °C
to 35 °C. Charging in other environments might not be as effective.

ˎ

If you do not plan to use the wireless headset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t is recommended
that you fully charge it at least once a year to help maintain battery functionality.

Status indicator display
Status indicators on the headset and wireless adaptor tell you about the connection and
charging status, as well as battery level.

Status indicator (headset)
Status indicator color

Behavior

Description

Blue

Blinking

Searching for wireless adaptor

White

Solid

Connected to wireless adaptor

Orange

Pulsing

Headset charging (not connected to
wireless adaptor)

Blinking

Headset battery low/empty, shutting down

* If the headset indicator blinks orange and the headset doesn’t turn off, this might indicate an error state.
You may need to reset your headset (see “Resetting the headset”).

Status indicator (wireless adaptor)
Status indicator color

Behavior

Description

White

Double blinking

Searching for headset

Blinking

Pairing with headset

Solid

Connected to headset

Resetting the headset
If the headset does not respond, try resetting it.

1

Turn off the headset.

2 Connect the wireless adaptor to your console or other powered USB Type-A port.
3 Insert a small pin or similar object (not included) into the hole surrounding the
reset button on the wireless adaptor, and push in for at least one second.

Reset Button

4 On the headset, hold down the CHAT button and the VOL+ button.
5 While still holding down the CHAT button and the VOL+ button, slide the headset’s
power switch on.

If the reset is successful, the headset and adaptor will connect.

When disposing of the wireless headset
The lithium-ion battery of the wireless headset is recyclable. When disposing of the wireless
headset, remove the battery and follow local regulations regarding disposing of batteries.
Caution
ˎ

Remove the battery in a location out of the reach of small children to help prevent accidental
swallowing of small parts such as the screws.

ˎ

Be careful not to hurt your nails or fingers when removing the headset casing.

For safety reasons, attach tape or a seal on the metal part of the battery before disposing.
Notice
Other than when disposing of the wireless headset, never remove the screws and never
remove the battery from the wireless headset.
Pull the earpad off from the right side of the headset, and then remove the battery.

ˎ

1

Remove the product label on the
speaker.

2 Using a crosshead screwdriver, remove
the screws (4 places).

Product Label

3 Remove the connectors from both the 4 Remove the tape from the surface
speaker and the battery.

Connector

of the battery, and then remove the
temperature sensor.

Temperature
sensor

5 Unclip the battery from the earcup.

6 Remove the battery.

Battery
Clip

Specifications
Input power rating

5V ⎓ 650 mA

Battery type

Built-in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y

Battery voltage

3.65 V ⎓

Battery capacity

1000 mAh

Operating environment temperature

5 °C to 35 °C

Dimensions (w/h/d)

Wireless headset: 213 × 190 × 91 mm
Wireless adaptor: 48 x 18 x 8 mm

Weight

Wireless headset: approx. 292 g
Wireless adaptor: approx. 6 g

Communication system

2.4 GHz RF

Maximum communication range

Approx. 10 m*1

Use time when fully charged

Up to 12 hours at mid volume level*2

Contents

Wireless headset (1)
Wireless adaptor (1)
Audio cable 1.2 m (1)
USB cable (Type-A to Type-C) 1.5 m (1)
Quick Start Guide (1)
Safety and Support Guide (1)

*1	Actual communication range varie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obstacles between the
headset and wireless adaptor, magnetic fields from electronics (such as a microwave oven
or an external hard drive), static electricity, antenna performance, and the operating system
and software applications in use. Depending on the operating environment, reception may
be interrupted.
*2	Actual use time varie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the battery charge and
ambient temperature.
Design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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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前須知事項
使用本產品前，請詳閱本手冊及任何對應裝置的說明書。
請保留使用說明書待日後參考。

安全/使用及處理
ˎ

請遵守所有警告條文、注意事項及使用說明。

ˎ

窒息危險 - 小型零件。請置於遠離孩童之處。

ˎ

本產品含有磁鐵，可能干擾心律調整器、心律去顫器及可調式引流閥或其他醫療裝置。請勿將本
產品靠近前述醫療裝置或使用前述醫療裝置的人員。若您使用前述醫療裝置，使用本產品之前請
先洽詢您的醫師。

ˎ

若您在操作無線耳機組時開始感覺疲勞、頭部不適或疼痛，請立即停止使用無線耳機組。若症
狀持續，請盡速就醫。

ˎ

請勿在騎自行車、騎機車、開車，或進行其他需要高度專注力的活動時使用耳機組，以免釀成
意外。

ˎ

請避免長時間使用無線耳機組。請每30分鐘休息一下。

ˎ

若以過高音量使用耳機組，可能導致永久損失聽力。請將音量調整至安全水平。音訊的音量持
續提高一段時間後，聽起來可能與正常音量無異，但實際上卻可能損害聽力。若您出現耳鳴或
口齒不清，請停止使用耳機組，並洽詢醫生檢查聽覺。音量越高，就可能越早影響您的聽力。
為了保護您的聽力：
ˋ

請限制以高音量使用耳機組的時間。

ˋ

請避免為了隔絕周圍吵雜聲而調高音量。

ˋ

若您無法聽見附近的人說話，請調低音量。

ˎ

若您覺得耳機組使皮膚不適，請立即停止使用。

ˎ

本裝置內使用的電池若處理不當，可能有火災或化學灼傷之危險。請勿拆解、加熱至超過 60 ℃或
焚燒電池。

ˎ

請勿觸碰外觀損壞或漏出液體的鋰離子電池。

ˎ

請遵守要求電氣裝置或無線電產品在指定區域內保持關閉的所有標示和指示，例如加油站/燃
料供應站、醫院、爆破區、潛在易爆區，或是飛機。

ˎ

請勿將任何物品塞入耳機組，否則可能會毀損內部零件或對您造成傷害。

ˎ

在空氣特別乾燥的地方使用耳機組或耳機時，耳朵可能會感覺到微量靜電的電擊。這是由於靜
電累積在身體上所導致，而不是因為耳機組或耳機故障。

ˎ

麥克風開啟時，請避免將耳機組放在喇叭附近，如此可能會產生音訊回授（音頻雜訊）。

ˎ

請勿在操作、運輸或存放期間使耳機組暴露於高溫中。請勿使耳機組長期受到陽光直接照射
（例如夏天時置於車內）。

ˎ

請勿將重物置於耳機組上。

ˎ

請避免液體或微小物體進入耳機組內。

ˎ

請勿丟擲或掉落耳機組，或使耳機組受到強大物理衝擊。

ˎ

請勿將任何橡膠或乙烯基物品長時間置於耳機組外殼上。

ˎ

請勿在存放耳機組時以頭帶固定帶吊掛。一段時間後，固定帶可能會拉長，使耳機組鬆脫不合身。

ˎ

請使用乾燥軟布清潔耳機組。請勿使用溶劑或其他化學藥劑。請勿使用經化學處理的擦布擦拭。

ˎ

請將本產品置於幼童拿不到的地方。幼童可能會誤食小零件、拉扯線材使耳機組摔落，或將線
材纏繞在身上而受傷、發生意外或導致產品故障。

各部名稱
前側

頭帶
頭帶固定帶

麥克風（隱藏式）
狀態指示燈
後側

CHAT/GAME 按鈕
MONITOR 開關
VOLUME +/- 按鈕
（靜音）按鈕

底部

USB Type-C® 連接埠
3.5 mm 聲音輸入連接端
（電源）開關

無線適配器(CFI-ZWD1)
可將耳機組無線連接到您的主機。

再啟動按鈕
狀態指示燈

初步設定
1

連接隨附的USB連接線，為耳機組充電。
ˎ

充電時，若耳機組並未與無線適配器連接，耳機組上的狀態指示燈會緩慢閃爍橘色。
充飽電後，狀態指示燈會熄滅。

ˎ

充電時，若耳機組與無線適配器連接，耳機組上的狀態指示燈會呈現白色。
充飽電後，狀態指示燈會閃爍橘色光一次，接著轉為恆亮的白色光，表示耳機組仍與無線
適配器連接。

2 將無線適配器連接到您的PlayStation®5或PlayStation®4主機上的USB連接埠。
在搜尋耳機組時，適配器上的狀態指示燈會閃爍白色光。

3將

（電源）開關滑動至開啟。
耳機組電源啟動時，會自動搜尋無線適配器。耳機組的狀態指示燈在搜尋時會閃爍藍色光，
並在連線完成時轉為恆亮的白色光。

您也可以用聲音確認。耳機組電源啟動時，會發出嗶聲並搜尋適配器。連線完成時，會再次
發出嗶聲。
如果無法進行連線，耳機組會關閉電源。將
開關滑動至關閉，然後再滑動至開啟。
如果仍然無法進行連線，請嘗試重設耳機組。（請參閱「重設耳機組」）。

將耳機組搭配PS5™主機或PS4™主機無線使用
ˎ

請務必隨時將系統軟件更新為最新版本。

ˎ

在PS5主機或PS4主機上，最多可以同時使用2副無線耳機組。

ˎ

如果您移動至連線範圍以外超過30秒，就會聽到一聲低音的嗶聲，表示連線已中斷。
在您回到連線範圍內以後，會聽到一聲高音的嗶聲，表示連線已恢復。

ˎ

本耳機組支援在PS5主機上聆聽3D音效，但前提是遊戲本身必須支援3D音效。

ˎ

PS4主機的耳機組同伴應用程式不支援本耳機組。

螢幕上狀態
在初次連接到主機或要變更設定時，螢幕上會出現狀態圖示。

音量大小
音量靜音
麥克風開啟
麥克風靜音
電量已充飽
電量中等
電量偏低
電量已耗盡
圖示可能會因不同的PlayStation®主機而有異。

聲音選擇
麥克風靜音（

按鈕）

若要將耳機組麥克風靜音，請按下耳機組上的靜音按鈕。若要取消靜音，請再次按下該按鈕。
當按鈕顯示橘色時，表示已啟動靜音。

麥克風監測（MONITOR開關）
麥克風監測機能可讓您聽到自己的聲音，讓您可以知道您的聲音在好友耳中聽起來如何。
滑動此開關可啟用麥克風監測。您會聽到嗶聲：
ˎ

開啟：高音嗶聲

ˎ

關閉：低音嗶聲

靜音開啟時，麥克風監測會關閉。

聊天和遊戲音量的平衡（CHAT/GAME按鈕）
您可以同時聽到遊戲和聊天的聲音。使用CHAT/GAME按鈕可以調整聊天和遊戲聲音的相對音量。
同時按下CHAT及GAME按鈕以重置相對音量。
有些遊戲的聊天機能可能不支援CHAT/GAME功能。
ˎ

若要變更PS5主機上的聲音輸出，請選擇
> 音效 > 聲音輸出 > 輸出至耳機。
設定

ˎ

若要變更PS4主機上的聲音輸出，請選擇
> 裝置 > 聲音裝置 > 輸出至耳機。
設定

將耳機組與PlayStation®VR搭配使用
您可以使用隨附的聲音連接線，將耳機組連接到VR頭戴裝置的立體聲耳機連接端。
這樣您就能聽到經由PS VR處理的所有音效，包括3D音效（如果遊戲支援）。

將耳機組搭配USB裝置無線使用
耳機組可以搭配相容的個人電腦(Windows或macOS)或其他擁有USB音效輸出的裝置使用。
將無線適配器插入相容裝置上的USB Type-A連接埠，然後啟動耳機組的電源。
CHAT/GAME機能只有在耳機組連接到PS5主機或PS4主機時才可使用。
如果您移動至連線範圍以外超過30秒，就會聽到一聲低音的嗶聲，表示連線已中斷。
在您回到連線範圍內以後，會聽到一聲高音的嗶聲，表示連線已恢復。

將耳機組與其他裝置搭配使用
您可以使用隨附的聲音連接線（4芯導體），將耳機組連接到相容裝置的3.5 mm聲音連接端。
使用聲音連接線時，耳機組會以被動耳機組的方式運作。在使用聲音連接線時，請關閉耳機組
電源。使用聲音連接線時，無線連接和以下的功能會被停用。
ˎ

聊天和遊戲音量的平衡

ˎ

麥克風靜音

ˎ

麥克風監測

ˎ

音量大小

您必須使用隨附的聲音連接線，才能在相容的裝置上使用耳機組麥克風。如果您的裝置與隨附
的4芯導體連接線不相容，耳機組的麥克風就無法搭配該裝置使用。

4芯導體聲音連接線（隨附）

立體聲專用聲音連接線（未隨附）

ˎ

行動裝置上未支援3D音效。

ˎ

輸出音量會隨著連接的行動裝置而異。請視情況調整音量。

為耳機組充電
當電量耗盡時，在PS5主機或PS4主機上將耳機組的電量充飽大約需要3.5小時。
若要判斷耳機組的電量，請啟動電源，然後同時按下CHAT及VOL – 按鈕。狀態指示燈會閃爍，
且您會聽到嗶聲。

電池電量

狀態指示燈

音效提示

紫色，三次閃爍

3次嗶聲

紫色，兩次閃爍

2次嗶聲

紫色，一次閃爍

1次嗶聲

橘色，快速閃爍

1次高音嗶聲，1次低音嗶聲

電池電量偏低時，狀態指示燈會閃爍橘色光，且耳機組會發出嗶聲。若要充電，請使用隨附的
USB連接線將耳機組連接到支援的USB裝置，例如PS5主機或個人電腦。

充電中，耳機組未與無線適配器連接

充電中，耳機組已與無線適配器連接

耳機組上的狀態指示燈會緩慢閃爍橘色

耳機組上的狀態指示燈會呈現白色

電量充飽時，狀態指示燈會熄滅

充飽電後，耳機組上的狀態指示燈會閃爍橘色
光一次，接著轉為恆亮的白色光，表示耳機組
仍與無線適配器連接。

ˎ

如果耳機組的狀態指示燈閃爍橘色光，而電池電量尚未接近耗盡，這可能表示出現錯誤狀況。
您可能必須重設耳機組（請參閱「重設耳機組」）。

ˎ

如果您移動至連線範圍以外，而耳機組與無線適配器的連線中斷，耳機組會在五分鐘後關閉電源，
以節省電池的電量。若要喚醒您的耳機組，請將
開關滑動至關閉，然後再滑動至開啟。

ˎ

您可以在主機上檢視電池電量。電池電量顯示在PS5主機上控制中心的配件區。

ˎ

如果USB連接埠無法提供充足的充電電力，請將耳機組連接到其他的USB連接埠。

ˎ

建議您在溫度介於5 ℃至35 ℃之間的環境下為電池充電。在其他環境下充電的效果可能比較差。

ˎ

如果您預計長時間不會使用此無線耳機組，建議您至少要記得每年將電池充飽一次，以維持電
池的健康。

狀態指示燈顯示
耳機組和無線適配器上的狀態指示燈可告知您連線和充電的狀態，以及電池電量。

狀態指示燈（耳機組）
狀態指示燈顏色

狀態

說明

藍色

閃爍

正在搜尋無線適配器

白色

恆亮

已連接到無線適配器

橘色

緩慢閃爍

耳機組正在充電（未連接到無線適配器）

閃爍

耳機組電池電量低/電量已耗盡，即將關機

* 如果耳機組指示燈閃爍橘色光，且耳機組沒有關閉電源，則可能表示出現錯誤狀況您可能必須重設耳機組（
請參閱「重設耳機組」）。

狀態指示燈（無線適配器）
狀態指示燈顏色

狀態

說明

白色

雙閃爍

正在搜尋耳機組

閃爍

正在與耳機組配對

恆亮

已連接到耳機組

重設耳機組
如果耳機組沒有回應，請嘗試重設。

1

關閉耳機組電源。

2 將無線適配器連接到您的主機，或其他有電源供應的USB Type-A連接埠。
3 將小型的針或類似物體（未隨附）插入無線適配器上再啟動按鈕附近的孔洞，並且往
內推入至少一秒。

再啟動按鈕

4 按住耳機組上的CHAT按鈕和VOL + 按鈕。
5 在仍然按住CHAT按鈕和VOL + 按鈕的同時，將耳機組的電源開關滑動至開啟。
如果重設成功，耳機組和適配器就會連線。

使用壽命終止產品之回收
無線耳機組製造原料包含塑膠、金屬與鋰離子電池。丟棄本產品時請遵循當地法規再行丟棄 。
詳細內容請參閱www.sony.net/SonyInfo/csr/SonyEnvironment/spotlight/（僅提供英文）

廢電池請回收
（僅適用於台灣）

無線耳機組的鋰電池是可回收的。要丟棄無線耳機組時，請先將電池取出，並遵循當地法規，
正確處理廢棄電池。
注意
ˎ

請在兒童無法靠近的場所移除電池，以避免誤吞螺絲等小零件。

ˎ

拆卸耳機組的外殼時，請小心不要弄傷您的指甲或手指。

ˎ

為了安全著想，請在丟棄前先於電池的金屬零件部位貼上膠帶或貼紙。

重要
除準備丟棄無線耳機組外，絕對不要從無線耳機組中取出螺絲或電池。
拆下耳機組右側的耳墊，然後移除電池。

1

移除喇叭上的商品標籤。

2 使用十字螺絲起子卸下螺絲（共4顆）。

商品標籤

3 移除喇叭及電池的端子。

4 移除電池表面的膠帶，接著移除溫度
感測器。

端子

5 從耳罩的固定夾鬆開電池。

溫度感測器

6 然後移除電池。

電池
固定夾

規格
型號

CFI-ZWH1

CFI-ZWD1

無線耳機組

無線適配器

額定電壓/額定輸入電流

5V ⎓ 650 mA

5V ⎓ 100 mA

電池類型

內置型鋰離子充電式電池

―

電池電壓

3.65 V ⎓

―

電池容量

1000 mAh

商品名稱

―

操作環境溫度

5 ℃至35 ℃

外觀尺寸（寬/高/深）

213 × 190 × 91 mm

重量

292 g

48 x 18 x 8 mm
6g

通訊系統

2.4 GHz RF

最大通訊範圍

約10 m*1

電力充滿時的使用時間

最多 12 小時，以中等音量計算*2

內容物

無線耳機組(1)
無線適配器(1)
聲音連接線 1.2 m (1)
USB連接線 (Type A to Type C) 1.5 m (1)
快速參考指南(1)
安全和支援指南(1)
商品原產地：中國

*1 實際通訊範圍會因為多項因素而異，例如耳機組和無線適配器之間的障礙物、電子產品（如微
波爐）的磁場、靜電、天線效能，以及使用中的作業系統及軟件應用程式。訊號接收可能因為
運作環境而中斷。
*2 實際使用時間會因為多項因素而異，例如電池充電及環境溫度。
產品設計及規格僅供參考，若有更新恕不另行通知。
請注意，無線產品可能會受到鄰近的其他無線裝置影響。若您的無線耳機組出現任何意外情況，
請先聯絡我們再退還給零售商。
如需無線耳機組的更多資訊或協助，請參閱https://playstation.com/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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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주의 사항
본 사용설명서와 대응 하드웨어의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읽어보신 후에는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안전/사용 및 관리
ˎ

모든 경고, 주의, 지시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ˎ

질식 위험 - 작은 부품.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ˎ

이 제품은 심장박동기, 제세동기 및 프로그램 가능 차단밸브 또는 기타 의료 기기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자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이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해당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ˎ

무선 헤드셋을 작동하는 중, 피곤함을 느끼거나 머리에 불편감 또는 두통이 느껴지는 경우
무선 헤드셋 사용을 즉시 중지해 주십시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ˎ

자전거를 타는 중이나 운전하는 중 또는 온전하게 집중해야 하는 활동을 하는 중에는 헤드셋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활동 중에 헤드셋을 사용하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ˎ

무선 헤드셋을 장시간 이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약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ˎ

헤드셋을 큰 소리로 장시간 계속해서 들으면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음량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큰 소리로 듣다 보면 큰 음성이 보통으로 느껴지게 되지만 이는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말소리가 작게 들리면 듣기를
멈추고 청력 검사를 받아 보십시오. 음량을 크게 들을수록 청력이 더 빨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ˋ

헤드셋을 높은 음량으로 듣는 시간의 양을 제한하십시오.

ˋ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음량을 높이지 마십시오.

ˋ

주변 사람들의 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 음량을 낮추십시오.

ˎ

헤드셋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ˎ

본 기기에 사용된 배터리는 잘못 사용하면 발화 및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해하거나 60℃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소각하지 마십시오.

ˎ

손상이 가거나 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ˎ

주유소/가스 충전소, 병원, 폭발 지역, 잠재적으로 발화성 대기가 있는 지역, 비행기 등과 같이
전자 기기나 전파 제품의 전원을 꺼야하는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모든 신호와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ˎ

헤드셋에 어떤 것도 집어 넣지 마십시오. 이는 내부 부품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ˎ

공기가 특히 심하게 건조한 상황에서 헤드셋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는, 귀에 미미하고 빠른
쇼크(정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 누적된 정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헤드셋이나 헤드폰의 오작동이 원인이 아닙니다.

ˎ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헤드셋을 스피커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가까이 두는 경우,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ˎ

헤드셋을 작동하거나,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중에 고온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헤드셋을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여름철 차 안과 같은 환경)시키지 마십시오.

ˎ

헤드셋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ˎ

헤드셋에 액체나 작은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ˎ

헤드셋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강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ˎ

헤드셋을 고무나 비닐로 된 물체에 장시간 접촉시키지 마십시오.

ˎ

헤드밴드 스트랩 쪽으로 걸어서 헤드셋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트랩이
늘어나 헤드셋 맞춤이 헐렁해질 수 있습니다.

ˎ

손질하실 때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솔벤트나 기타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학적으로 처리된 청소용 헝겊으로 닦지 마십시오.

ˎ

제품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소아는 작은 부품을 삼키거나 케이블을
당겨 헤드셋이 떨어지게끔하거나 케이블을 자신의 몸에 감아 부상을 입거나 사고나 오작동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ˎ

내장 배터리 사용 시의 주의 사항:
ˋ

이 제품은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ˋ

배터리를 부적절하게 다루게 되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분해하거나, 부수거나
소각하지 마십시오.

ˋ

손질할 때나 충전 시에는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ˋ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배터리를 오랫동안 충전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ˋ

배터리를 폐기할 때는 사용설명서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각부 명칭
앞면

헤드밴드
헤드밴드 스트랩

마이크(내장)
상태 표시등
뒷면

CHAT/GAME 버튼
MONITOR 스위치
VOLUME +/- 버튼
(음소거) 버튼

밑면

USB Type-C® 포트
3.5mm 음성 입력 잭
(전원) 스위치

무선 어댑터(CFI-ZWD1)
콘솔에 헤드셋을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리셋 버튼
상태 표시등

초기 설정
1

동봉된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헤드셋을 충전합니다.

ˎ

헤드셋이 무선 어댑터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천천히
깜빡입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상태 표시등이 꺼집니다.

ˎ

헤드셋이 무선 어댑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면 헤드셋의 상태 표시등이 흰색으로
켜집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한 번 깜빡인 후 하얀색으로 켜지며 이로써
헤드셋이 무선 어댑터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무선 어댑터를 PlayStation®5 또는 PlayStation®4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어댑터의 상태 표시등이 헤드셋을 찾는 동안 흰색으로 깜박입니다.

3

(전원) 스위치를 밀어 켭니다.
헤드셋의 전원이 켜지면 무선 어댑터를 찾습니다. 헤드셋 상태 표시등은 찾는 동안
파란색으로 깜박이며 연결이 완료되면 흰색으로 켜집니다.
또한, 소리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셋의 전원이 켜지면 삐 소리가 난 후 어댑터를
찾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다시 삐 소리가 납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헤드셋이 꺼집니다.
스위치를 밀어서 끈 후, 다시 밀어서 켭니다.
그래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 헤드셋을 재설정해 보십시오(헤드셋 재설정하기 참고).

헤드셋을 PS5™ 또는 PS4™에 무선으로 사용하기
ˎ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ˎ

1대의 PS5 또는 PS4에 동시 2 개의 무선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ˎ

신호 범위 밖에서 30초 이상 머무르는 경우, 연결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낮은 삐 소리가 납니다.
다시 신호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연결이 복원되었음을 알리는 높은 삐 소리가 납니다.

ˎ

PS5 게임이 3D 오디오를 지원하는 경우 3D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ˎ

PlayStation®4의 헤드셋 동반 앱은 이 헤드셋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면 표시
콘솔에 처음 연결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상태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음량 수준
음성 출력 꺼짐
마이크 켜짐
마이크 꺼짐
배터리 전력 최고
배터리 전력 중간
배터리 전력 낮음
배터리 전력 없음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아이콘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선택 사항
마이크 음소거(

버튼)

헤드셋 마이크를 음소거하려면 헤드셋의 음소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버튼에 주황색 불이 켜져 있으면 음소거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마이크 모니터링(MONITOR 스위치)
마이크 모니터링을 사용하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친구들에게 내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모니터링을 사용하려면 스위치를 옆으로
밉니다.
서로 다른 삐 소리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ˎ

켬: 높은 삐 소리

ˎ

끔: 낮은 삐소리

음소거 기능 사용 중에는 마이크 모니터링이 꺼집니다.

대화 및 게임 음량 균형(CHAT/GAME 버튼)
게임 오디오 및 대화 오디오를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CHAT/GAME 버튼을 사용하여 대화
오디오와 게임 오디오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CHAT 및 GAME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대화
및 게임의 상대적 음량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게임에는 CHAT/GAME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대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ˎ

PS5의 오디오 출력을 변경하려면
> 사운드 > 오디오 출력 > 헤드폰에 출력을 선택합니다.
설정

ˎ

PS4의 오디오 출력을 변경하려면
> 기기 > 오디오 기기 > 헤드폰에 출력을 선택합니다.
설정

헤드셋을 PlayStation®VR에 사용하기
동봉된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VR 헤드셋의 스테레오 헤드폰 단자에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에서 지원하는 경우 3D 오디오를 포함하여 PS VR로 처리되는 모든
오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헤드셋을 무선으로 USB 기기에 사용하기
호환되는 PC(Windows 또는 macOS)나 USB 오디오 출력이 있는 기타 기기에서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어댑터를 호환되는 기기의 USB Type-A 포트에 꽂은 후 헤드셋을 켭니다.
CHAT/GAME 기능은 헤드셋이 PS5나 PS4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범위 밖에서 30초 이상 머무르는 경우, 연결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낮은 삐 소리가 납니다.
다시 신호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연결이 복구되었음을 알리는 높은 삐 소리가 납니다.

헤드셋을 다른 기기에 사용하기
동봉된 오디오 케이블(4극)을 사용하여 헤드셋을 호환되는 기기의 3.5mm 오디오 단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는 중에는 헤드셋이 패시브 헤드셋으로 작동합니다. 동봉된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할 때에는 헤드셋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 중에는 무선 연결 및 다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ˎ

대화 및 게임 음량 균형

ˎ

마이크 음소거

ˎ

마이크 모니터링

ˎ

음량 수준

호환되는 기기에서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동봉된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기기가 동봉된 4극 케이블과 호환되지 않으면 해당 기기에서 헤드셋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극 오디오 케이블(동봉)

오디오 케이블(포함되지 않음)

ˎ

모바일 기기에서는 3D 오디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ˎ

출력 음량은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음량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 주십시오.

헤드셋 충전하기
배터리 전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PS5나 PS4에서 헤드셋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약 3.5
시간이 소요됩니다.
헤드셋의 충전 수준을 확인하려면 전원을 켠 후 CHAT 및 VOL–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상태
표시등이 깜박이고 삐 소리가 납니다.

배터리 전력

상태 표시등

오디오 표시

보라색, 깜박임 3번

삐 소리 3번

보라색, 깜박임 2번

삐 소리 2번

보라색, 깜박임 1번

삐 소리 1번

주황색, 빠르게 깜박임

높은 삐 소리 1번, 낮은 삐 소리 1번

배터리 전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며 헤드셋이 삐 소리를 냅니다.
헤드셋을 PS5나 PC와 같이 지원되는 USB 기기에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해 주십시오.

헤드셋이 무선 어댑터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하기

헤드셋이 무선 어댑터에 연결된 상태에서
충전하기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천천히 깜빡입니다. 헤드셋의 상태 표시등이 흰색으로 켜집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상태 표시등이 꺼집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한 번 깜박인 후 하얀색으로 켜지며 이로써
헤드셋이 무선 어댑터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ˎ

헤드셋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고 배터리 전력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이는 오류가 발생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헤드셋을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헤드셋
재설정하기 참고).

ˎ

신호 범위 밖에 있고 헤드셋과 무선 어댑터의 연결이 끊어지면 배터리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5분 후에 헤드셋이 꺼집니다. 헤드셋을 다시 사용하려면
스위치를 밀어서 끈
후, 다시 밀어서 켭니다.

ˎ

콘솔에서 배터리 전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력 수준은 PS5 상의 컨트롤 센터의
액세서리 섹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ˎ

USB 포트가 충전을 위해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헤드셋을 다른 USB 포트로
연결합니다.

ˎ

온도 5℃~35℃의 환경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환경에서
충전하면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ˎ

무선 헤드셋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태 표시등 디스플레이
헤드셋과 무선 어댑터의 상태 표시등은 연결 및 충전 상태와 배터리 전력 수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상태 표시등(헤드셋)
상태 표시등 색 작동

설명:

파랑색

깜빡임

무선 어댑터를 찾는 중

흰색

켜짐

무선 어댑터에 연결됨

주황색

느린 깜빡임

헤드셋 충전 중(무선 어댑터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

깜빡임

헤드셋 배터리 낮음/배터리 완전 소모 상태로 꺼지는 중

* 헤드셋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고 헤드셋이 꺼지지 않으면 이는 오류가 발생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헤드셋을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헤드셋 재설정하기 참고).

상태 표시등(무선 어댑터)
상태 표시등 색 작동
흰색

설명:

두 번씩 깜빡임 헤드셋을 찾는 중
깜빡임

헤드셋과 페어링 중

켜짐

헤드셋에 연결됨

헤드셋 재설정하기
헤드셋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재설정해 보십시오.

1

헤드셋을 끕니다.

2 무선 어댑터를 콘솔이나 켜져 있는 기타 USB Type-A 포트에 연결합니다.
3 무선 어댑터의 리셋 버튼 구멍에 작은 핀이나 이와 비슷한 뾰족한 물체(포함되지
않음)를 넣어 1초 이상 누릅니다.

리셋 버튼

4 헤드셋에서 CHAT 버튼과 VOL+ 버튼을 누릅니다.
5 CHAT 버튼과 VOL+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셋의 전원 스위치를 옆으로
밀어 켭니다.
재설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헤드셋과 어댑터가 연결됩니다.

헤드셋을 폐기할때
무선 헤드셋은 플라스틱, 금속 및 리튬-이온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선 헤드셋을
폐기하실 때는 지자체의 폐기관련 규정에 따라 주십시오.
주의
ˎ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분리해 주십시오. 나사 등의 부품을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ˎ

헤드셋의 커버를 제거할 때에는 손톱이나 손가락 등이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ˎ

안전을 위해 폐기 전에 배터리의 단자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주십시오.

중요
무선 헤드셋을 폐기할 때 이외에는 절대 나사를 풀거나 배터리를 꺼내지 마십시오.
헤드셋 오른쪽에서 이어패드를 꺼내고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1

스피커의 제품 명판을 제거합니다.

2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제거합니다(4개).

제품 명판

3 스피커와 배터리의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4 배터리 표면에 있는 테이프를 제거한 후
온도 센서를 제거합니다.

커넥터

5 이어패드에서 배터리 클립을 풉니다.

온도 센서

6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배터리
클립

주요 사양
정격:

무선 헤드셋: 5V ⎓ 650 mA
무선 어댑터: 5V ⎓ 100 mA

배터리 유형:

내장형 리튬-이온 충전식 배터리

배터리 전압:

3.65 V ⎓

배터리 용량:

1000 mAh

허용 온도:

5℃~35℃

크기(너비/높이/깊이):

무선 헤드셋: 213 × 190 × 91mm
무선 어댑터: 48 x 18 x 8mm

무게:

무선 헤드셋: 292g
무선 어댑터: 6g

통신 체계:

2.4GHz RF

최대 통신 범위:

약 10m*1

사용 시간:

중간 수준의 음량으로 최대 12시간까지*2

내용물:

무선 헤드셋 (1)
무선 어댑터 (1)
오디오 케이블 1.2m (1)
USB 케이블 1.5m (1)
빠른 시작 가이드 (1)
안전 및 지원 가이드 (1)

*1	실제

통신 범위는 헤드셋과 무선 어댑터 사이의 장애물, 전자 제품(예: 전자레인지)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장, 정전기, 안테나 성능, 그리고 사용 중인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작동 환경에 따라 수신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사용 시간은 배터리 충전 및 주변 온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디자인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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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yStation”, “PS5”, and “PS4”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macOS is a trademark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USB Type-C® and USB-C®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USB Implementers Forum.
「1」「PlayStation」「PS5」及「PS4」皆為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之註冊商標或
商標。
macOS為Apple Inc.在美國和其他國家的註冊商標。
USB Type-C® and USB-C®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USB Implementers Forum.
1, PlayStation, PS5 및 PS4는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ac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USB Type-C® and USB-C®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USB Implementer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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